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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ffer basic data that can be used in a clothing industry for active senior

males that are emerging as a new consumer bracket in a rapid aging age.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younger’ older male body types based on data from the 6th Size Korea. As a result of the

body type analysis of ‘younger’ older males who are considered active seniors in comparison to ‘middle’

aged males, the former's height items became shorter compared to ‘middle’ aged males, but circumference

items were bigger. Males aged 35-69, who are ‘middle’ aged males and ‘younger’ old males were divided

into three body types in this study: Type1- small body type with protruded belly, compared to weight. Type

2- body type of slim torso with wide shoulder-back widths. Type3- big body type overall with tall height

and heavy weight. According to body type distribution by age group, the middle-aged males had Type2 body

type the most. The younger-old males showed type1 the most. There is a need to reflect the body types of

active senior male characteristics in apparel pattern design because the current fits are not appropriate if

active senior males wear clothing targeted for males aged 30-50.

Key words: Active senior male, Males aged on 55-69, Body types, Size Korea, Body measurements; 액

티브 시니어 남성, 55~69세 남성, 체형,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신체치수

I. 서 론

21세기는 현대의학의 발달에 의해 삶의 질은 크게 향

상되고 평균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

하게 되면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을 지칭하는 연

령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통념상 과거 노년층에 해

당되었던 60대는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노년이 아니

며, 예비노년층, 뉴실버(New Silver), 액티브 시니어(Ac-

tive Senior) 등 중년과 노년의 사이에 걸쳐 있는 50대 중

반에서 60대 후반을 지칭하는 다양한 신조어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경제 및 다양한 산업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세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1955~1963년 출생)의 정년이 시작되면서 2017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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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의 비

중이 20%에 접어드는 고령화 시대에 진입해 50대 중반

에서 60대 후반인 세대에 대한 영향력은 급격하게 커질

전망이다(Statistics Korea, 2014). 이 세대들은 고령화 시

대의 새로운 소비계층인 액티브 시니어로 부상해 다양

한 여가생활을 즐기며 새로운 소비파워로 떠오르고 있

다. ‘액티브 시니어’란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

60대 세대를 지칭(“액티브 시니어 [Active senior]”, n.d.)

하는 말로써 활발한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

서 각광받으며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액

티브 시니어는 기존 시니어와는 다른 가치관과 소비욕

구를 가지고 있으며 여유 있는 자산으로 안정적인 경제

력과 다양한 소비경험을 지닌 합리적 소비자이다. 이들

은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모와 건강관리에 관심

을 쏟으면서 소비활동의 주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30~50세를 타깃으로 하는 의류 브랜드

가 액티브 시니어 시장으로 확장된 형태로 이들을 위한

시장은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젊은 감

각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디자인 만족도는 높으나, 여전

히 몸에 맞지 않는 맞음새 등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다

(Cho, 2014). 특히 우리나라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키는 줄어들고 배가 나오는 등 체형이 변하기 때문에 기

성복 맞음새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Seok

& Kim, 2007), 이들이 30~50세를 타깃으로 하는 의복을

착용하게 되면 맞음새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으며, 이에

따른 본인에게 적합한 치수 선택 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복 착용 시 체형 변화는 맞음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체형의 변화로

인해 의복의 치수 적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체형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

다. 따라서 시니어 남성에 대한 체형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의복 제작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이 마련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새로

운 소비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의복 구매비중이 높음에도 불

구하고 기존 의류 브랜드가 젊은 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나이가 들면서 체형이 변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에

게 의복의 치수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액티브 시니어 남성의 체형을 분석함

으로써 그들의 의복 맞음새 향상을 위한 의복 연구 패

턴을 제안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55~69세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년 남성의 체형을 분석한 국

내 선행연구(Kim, 2005; Lee & Suh, 2011; Seong & Ha,

2012; Sung & Kim, 2004)의 연령기준은 대부분 35~55세

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노년 남성의 체형을 분석한 선행

연구(Kim & Lee, 2003; Lee, 1993; Seok & Im, 2009; Shim

et al., 2007)의 연령기준은 대부분 60세 이상, 최대 연령

기준은 연구자마다 다양하였다.「노인복지법 [Welfare of

the Aged Act]」(2016)에 의하면 노인의 연령기준은 65세

이상인 자로 보고 있으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2013)에 의하면 고령자의 연령기준은 55세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노인회는 노

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높이자는 안건을 만장일

치로 통과함에 따라 노년의 연령기준은 점차 높아질 전

망이다(Kwon, 2015).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중년과 노년의 경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55~69세 남성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연령층

을 ‘노년 전기 남성’이라 설정하였다. 또한 노년 전기 남

성 체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중년 남성’의 신체치

수의 평균값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중년 남성의 연령

기준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35세 이상 54세 이하로 설정

하였다. 이에 2010년에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제6차 한

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의 직접측정자료 중 35세

이상 69세 이하의 남성 1,4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중년 남성은 1,015명, 노년 전기 남성은 415명으로 두

집단 간의 N수에 대하여 차이가 있으나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보고서(KATS, 2010)에 의하면 측정

대상인원의 결정은 통계적 신뢰도를 위하여 적절한 수

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최종 측정이 완료된 후 데이터

의 검정과정을 통해 최종 측정인원을 확정하였다. 측정

치의 데이터의 정규분포성 결과, 20대 전반 여성들의

BMI를 제외한 대부분의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한 중년

남성과 노년 전기 남성 두 집단 간의 N수의 차이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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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치를 비교하는데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분석항목

분석항목은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KATS,

2010)의 직접측정항목 139항목 중 의류치수 또는 의복

구성과 관련이 있으며, 선행연구(Kang & Seong, 2007;

Kim, 2005; Kim & Lee, 2003; Lee, 2004; Lee et al.,

2013; Seok & Im, 2009; Seong & Ha, 2012; Yoon &

Suh, 2011)를 통해 남성의 신체치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 총 71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직접측정치 항목

에서는 높이항목 10개, 길이항목 23개, 둘레항목 21개,

너비항목 6개, 두께항목 6개, 기타항목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직접계측 분석항목은 <Table

2>와 같다. 계산항목에서는 키나 몸무게로 인한 체형의

개인차를 배제하여 체형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키와

몸무게와 상관계수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을

선정하고 상관이 높은 항목에서 키나 몸무게로 나눈 지

수치 48개를 사용하였다. 그밖에 계산항목으로 드롭치

항목 6개, 편평률 항목 4개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계산항목은 <Table 3>과 같다.

3. 분석방법

35세 이상 69세 이하 남성 1,430명의 직접계측치를 사

용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for Wind-

ows를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은 노년 전기 남성과 중년

남성 간의 직접계측항목과 계산항목의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노년 전기 남성과 중년 남성의 체

형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

sis)을 실시하였다. KMO 검정과 공통성 및 신뢰도 값을

확인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은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60개 항목이 사용되었으며, 각 요인별 특징

과 연령집단별 요인점수를 기술통계 및 독립표본 t-test

를 통해 비교하였다. 35세 이상 69세 이하 남성의 체형

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추출된 체형 구성요인을 독립변

수로 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

였다. 군집분석 결과로 유형화된 체형별 인체치수의 차

이를 관찰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

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집단에 따른 유형별

분포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노년 전

기 남성과 중년 남성 체형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2. List of direct body measurements

Division Measurement items No.

Height
Stature, Cervical H., Acromion H., Shoulder H., Hip H., Waist H., Waist H. (Omphalion), Waist H. (Na-

tural Indentation), Knee H., Crotch H.
10

Length

Body Rise, Waist Front L., Interscye, front, Vertical Trunk L., Shoulder L., Waist Back L. (Natural Ind-

entation), Waist Back L. (Omphalion), Total L., Biacromion L., Bishoulder L., Back Interscye, L., Cerv-

ical to Waist L., Arm L., Underarm L., Cervicale to Wrist L., Upperarm L., Waist to Hip L., Outside Leg

L., Crotch L. (Natural Indentation), Crotch L. (Omphalion), Scye Depth, Neck Point to Waistline, Head

H.

23

Circumference

Head C., Neck C., Neck Base C., Chest C., Bust C., Waist C. , Waist C. (Omphalion), Abdominal Ext-

ension C., Hip C., Hip Extension C., Armscye C., Trunk C., Thigh C., Midthigh C., Knee C., Calf C.,

Minimum Leg C., Elbow C., Wrist C., Upperarm C., Ankle C.

21

Breadth Chest B., Bust B., Waist B., Waist B. (Omphalion), Hip Width, Biacromial B. 6

Depth Chest D., standing, Bust D., Waist D. (Natural Indentation), Waist D. (Omphalion), Hip D., Armscye D. 6

Other Weight, BMI
1)

, Percent Body Fat
2)

, Right Shoulder Angle, Left Shoulder Angle 5

H.: Height, L.: Length, C.: Circumference, B.: Breadth, D.: Depth

1): BMI (weight(kg)/stature
2
(m

2
))

2): Percent Body Fat = {(4.570/body density) − 4.142} × 100

Table 1. Subjects by age groups

Distribution N (%)

Middle-aged males (35-54 years old) 1,015 (071.0)

Younger-old males (55-69 years old) 0,415 (029.0)

Total 1,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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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노년 전기 남성과 중년 남성의 신체치수 비교

분석

1) 직접계측치 비교 분석

높이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키를 비롯한 모든 높이항목에서 중년

남성과 노년 전기 남성의 평균의 차이가 p<.001 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높이항목

에서 노년 전기 남성이 중년 남성에 비해 치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키가 작아

지며 이에 따라 키와 관련된 높이항목에서도 그 치수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이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중년 남성과 노년 전기

남성의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며 노년 전기 남성이 중년

남성에 비해 치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키와

Table 3. List of computational measurements

Division Measurement items No.

Index

value

Stature

Cervical Height/S., Acromion Height/S., Shoulder Height/S., Hip Height/S., Waist Height/S., Waist Hei-

ght (Omphalion)/S., Waist Height (Natural Indentation)/S., Knee Height/S., Crotch Height/S., Vertical

Trunk Length/S., Total length/S., Arm Length/S., Cervicale to Wrist Length/S., Upperarm Length/S.,

Outside Leg Length/S.

15

Weight

Vertical Trunk Length/W., Crotch Length (Natural Indentation)/W., Crotch Length (Omphalion)/W., Neck

Circumference/W., Neck Base Circumference/W., Chest Circumference/W., Bust Circumference/W., Wa-

ist Circumference/W.,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W., Adominal Extension Circumference/W., Hip

Circumference/W., Hip Extension Circumference/W., Armscye Circumference/W., Trunk Circumference/

W., Thigh Circumference/W., Midthigh Circumference/W., Knee Circumference/W., Calf Circumference/

W., Minimum Leg Circumference/W., Elbow Circumference/W., Wrist Circumference/W., Upperarm Cir-

cumference/W., Ankle Circumference/W., Chest Breadth/W., Bust Breadth/W., Waist Breadth/W., Waist

Breadth (Omphalion)/W., Hip Width/W., Chest Depth, standing/W., Bust Depth/W., Waist Depth (Natu-

ral Indentation)/W., Waist Depth (Omphalion)/W., Hip Depth/W., Armscye Depth/W.

33

Drop

value

Chest C.-Waist C., Hip C.-Waist C., Chest C.-Waist C. (Omphalion), Hip C.-Waist C. (Omphalion), Chest C.-Ado-

minal Extension C., Hip C.-Adominal Extension C.
6

Flattening

ratio

Chest D., Standing/Chest B., Waist D. (Natural Indentation)/Waist B., Waist D. (Omphalion)/Waist B. (Omphalion),

Hip D./Hip W.
4

S.: Stature, W.: Weight, C.: Circumference, B.: Breadth, D.: Depth

Table 4. The result of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 of height according to age groups   (Unit: mm, N=1,430)

Age type group Middle-aged males

(n=1,015)

Younger-old males

(n=415) t-value

Measurement items Mean (S.D.) Mean (S.D.)

Stature 1698.61 (60.46) 1649.36 (54.87) 14.95***

Cervical Height 1452.58 (56.12) 1410.31 (51.02) 13.80***

Acromion H. 1373.79 (54.70) 1334.60 (49.83) 13.11***

Shoulder H. 1386.10 (55.06) 1347.18 (50.04) 12.96***

Waist H. 1016.91 (44.58) 0987.26 (41.35) 12.03***

Waist H. (Natural Indentation) 1056.50 (48.20) 1024.29 (43.78) 12.26***

Waist H. (Omphalion) 0985.97 (44.72) 0956.87 (41.94) 11.68***

Hip H. 0839.30 (42.65) 0817.97 (40.40) 08.71***

Crotch H. 0767.64 (39.64) 0748.98 (36.13) 08.62***

Knee H. 0433.85 (26.18) 0426.70 (25.68) 04.72***

***p<.001

H.: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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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길이항목에서도 높이항목과 동일하게 연령이 증

가할수록 그 치수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레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손목둘레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중

년 남성과 노년 전기 남성의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며 허

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레 항목을 제외한 항목

들은 노년 전기 남성이 중년 남성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레 항

목은 노년 전기 남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

행연구(Kim & Lee, 2003; Seok & Im, 2009)에서 연령

이 증가할수록 허리와 배가 더 나오는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따라서 노년 전기 남성 체형은 가슴둘레와 허

리둘레,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가 작게 나타나

중년 남성과 비교하여 볼 때, 허리가 뚜렷하지 않은 체

형임을 알 수 있다.

너비, 두께 및 기타 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

ble 7>과 같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너비항목에서는 허리

너비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중년 남성과 노년 전

기 남성의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며 노년 전기 남성이 중

년 남성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 전기 남성

체형의 정면모습은 가슴너비, 허리너비, 엉덩이너비 항

목의 차이가 작게 나타나 중년 남성과 비교하여 볼 때,

허리굴곡이 뚜렷하지 않은 체형임을 알 수 있다. 두께항

목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

슴두께, 젖가슴두께, 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두께 등 상

반신 관련 항목에서는 노년 전기 남성의 치수가 중년 남

Table 5. The result of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 of length according to age groups   (Unit: mm, N=1,430)

Age type group Middle-aged males

(n=1,015)

Younger-old males

(n=415) t-value

Measurement items Mean (S.D.) Mean (S.D.)

Body Rise 253.44 (20.74) 242.07 (22.45) 09.19***

Waist Front Length 383.05 (21.67) 374.85 (23.11) 06.37***

Interscye, Front 366.38 (21.51) 357.47 (22.57) 07.01***

Vertical Trunk L. 684.21 (29.02) 662.26 (30.05) 12.85***

Shoulder L. 135.20 (12.25) 130.28 (13.03) 06.59***

Waist Back L. (Natural Indentation) 443.87 (22.75) 435.29 (23.22) 06.44***

Waist Back L. (Omphalion) 474.18 (24.63) 463.93 (25.27) 07.09***

Total L. 1475.67 (57.74) 1436.85 (52.61) 12.30***

Biacromion L. 427.34 (27.01) 412.09 (25.85) 09.81***

Bishoulder L. 419.62 (25.53) 403.55 (24.83) 10.89***

Back Interscye, L. 409.55 (26.05) 393.62 (25.72) 10.53***

Cervical to Waist L. 550.20 (26.69) 537.30 (26.43) 08.32***

Arm L. 573.80 (27.73) 563.69 (25.69) 06.39***

Underarm L. 490.15 (26.65) 485.75 (27.94) 02.80***

Cervicale to Wrist L. 821.75 (38.42) 797.90 (32.95) 11.82***

Upperarm L. 331.35 (17.63) 325.53 (17.13) 05.71***

Waist to Hip L. 187.53 (20.44) 175.76 (20.43) 09.89***

Outside Leg L. 1027.95 (46.08) 997.34 (41.99) 12.16***

Crotch L. (Natural Indentation) 756.44 (55.53) 731.16 (54.49) 07.85***

Crotch L. (Omphalion) 694.15 (52.06) 672.30 (53.33) 07.15***

Scye Depth 199.43 (18.63) 194.99 (19.73) 04.02***

Neck Point to Waistline 455.33 (24.26) 445.43 (24.29) 07.01***

Head Height 234.58 (09.91) 232.73 (09.25) 03.27***

**p<.01, ***p<.001

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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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허리두께와 배꼽수준

허리두께 항목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 노년 전기 남성의

측면모습은 배가 돌출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엉덩이두께는 중년 남성에 비해 노년 전기 남성의 평균

치수가 작게 나타나 노년 전기 남성의 엉덩이 측면모습

은 중년 남성에 비해 밋밋한 형태로 나타났다. 몸무게

와 BMI, 체지방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몸무게와 BMI는 노년 전기 남성이 중년 남성에 비해 평

균값이 작게 나타났으며, 체지방률은 크게 나타났다. 어

깨경사각은 노년 전기 남성의 평균값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으로 직접계측치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노년

전기 남성 체형의 특징은 첫째, 중년 남성에 비해 높이항

목과 길이항목에서 그 치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

이 증가할수록 키를 비롯한 높이항목과 길이항목이 작

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둘레항목의 경우, 허리

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레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

의 항목에서 노년 전기 남성이 중년 남성에 비해 그 치

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

둘레, 배둘레 항목은 큰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

록 배가 나오는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면모습

은 가슴너비, 허리너비, 엉덩이너비 항목의 차이가 작게

나타나 중년 남성과 비교하여 볼 때, 허리굴곡이 뚜렷

하지 않은 체형이며, 특히 허리두께와 배꼽수준허리두

께 항목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 노년 전기 남성의 측면모

습은 배가 돌출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엉덩

이두께는 중년 남성에 비해 노년 전기 남성의 평균치수

가 작게 나타나 노년 전기 남성의 엉덩이 측면모습은 중

Table 6. The result of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 of circumference according to age groups (Unit: mm, N=1,430)

Age type group Middle-aged males

(n=1,015)

Younger-old males

(n=415) t-value

Measurement items Mean (S.D) Mean (S.D)

Head Circumference 569.97 (15.26) 566.28 (14.99) 4.17***

Neck C. 379.68 (23.19) 375.62 (21.94) 3.06***

Neck Base C. 434.70 (25.80) 428.59 (24.86) 4.10***

Chest C. 965.17 (62.47) 941.07 (53.38) 7.36***

Bust C. 940.51 (65.58) 927.73 (54.48) 3.78***

Waist C. 859.25 (82.49) 866.25 (75.01) −1.56***

Waist C. (Omphalion) 865.53 (81.10) 866.89 (72.12) −.31***

Adominal Extension C. 874.01 (79.94) 878.75 (72.16) −1.09***

Hip C. 941.10 (56.88) 918.38 (48.50) 7.64***

Hip Extension C. 979.31 (63.08) 965.16 (55.32) 3.99***

Armscye C. 434.95 (33.05) 422.05 (29.71) 6.89***

Trunk C. 1673.98 (80.54) 1633.89 (75.48) 8.70***

Thigh C. 556.92 (43.47) 524.84 (38.96) 13.65***

Midthigh C. 513.02 (40.94) 479.98 (36.46) 15.14***

Knee C. 369.95 (20.79) 361.10 (18.35) 7.96***

Calf C. 376.79 (27.01) 359.58 (23.53) 12.02***

Minimum Leg C. 220.65 (13.00) 216.12 (12.00) 6.11***

Elbow C. 294.67 (21.21) 285.12 (18.11) 8.60***

Wrist C. 170.01 (08.61) 170.27 (08.49) −.51***

Upperarm C. 308.34 (26.17) 294.81 (23.26) 9.62***

Ankle C. 259.97 (12.99) 257.87 (13.46) 2.75***

*p<.05, **p<.01, ***p<.001

C.: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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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남성에 비해 밋밋한 형태로 나타났다.

2) 계산항목 비교 분석

계산항목에서는 지수치 33개, 드롭치 항목 6개, 편평

률 항목 4개로 구성되었다. 중년 남성과 노년 전기 남성

의 계산항목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유의차를 검정하

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지수치 설정을 위해서 주요 항목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

시한 결과, 키와 몸무게와 상관계수가 .60 이상으로 상관

이 높게 나타난 항목을 <Table 8>에 나타내었다. 신체의

수직크기를 나타내는 항목은 주로 키와 높은 상관을 보

이며, 신체의 수평크기와 연관이 있는 항목들은 주로 몸

무게와 상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키나 몸무게로 인한 체형의 개인차를 배제하여 체

형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키와 몸무게와 상관계수가

.60 이상으로 상관이 높게 나타난 항목을 선정하고 키와

상관이 높은 항목은 키로, 몸무게와 상관이 높은 항목은

몸무게로 나눈 지수치를 사용하였다.

키에 대한 높이항목과 길이항목의 지수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하반신 높이항목인 ‘엉덩이높

이/키’, ‘샅높이/키’ 항목에서 노년 전기 남성의 평균값이

중년 남성의 평균값보다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 전기 남성의 경우, 엉덩이가 처지고 배부위의 발달

로 인하여 하반신의 높이항목이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키에 대한 길이항목 중 ‘총길이/키’, ‘팔

길이/키’, ‘위팔길이/키’ 항목에서 노년 전기 남성의 평균

값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키를 배제하지 않

을 경우 직접계측치의 평균값은 중년 남성이 크게 나온

결과와 대조된다. 이는 ‘총길이/키’는 자세와 관련이 있

으며, ‘팔길이/키’, ‘위팔길이/키’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키

는 줄어들지만 키가 줄어드는 비율에 비해 상지 관련 항

목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몸무게에 대한 길이항목, 둘레항목, 너비항목, 두께항

목 지수치 분석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몸무게에 대

한 길이항목의 지수치 결과를 살펴보면, ‘몸통수직길이/

Table 7. The result of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 of breadth, depth, and other according to age groups

(Unit: mm, N=1,430)

Age type group Middle-aged males

(n=1015)

Younger-old males

(n=415) t-value

Measurement items Mean (S.D.) Mean (S.D.)

Breadth

Chest Breadth 310.26 (20.23) 300.15 (17.37) 9.51***

Bust B. 306.94 (20.77) 297.83 (17.68) 8.40***

Waist B. 293.06 (24.53) 291.77 (21.17) .99***

Waist B. (Omphalion) 298.39 (24.27) 294.65 (20.62) 2.95***

Hip Width 324.19 (16.44) 319.59 (14.73) 5.18***

Biacromial B. 393.41 (19.73) 380.41 (18.68) 11.49***

Depth

Chest Depth, Standing 221.70 (18.77) 225.09 (16.95) −3.33***

Bust D. 230.06 (20.81) 233.40 (18.43) −2.99***

Waist D. (Natural Indentation) 225.64 (27.80) 232.73 (25.83) −4.47***

Waist D. (Omphalion) 224.01 (26.68) 230.24 (24.71) −4.09***

Hip D. 236.68 (23.09) 229.81 (20.71) 5.51***

Armscye D. 117.13 (13.25) 111.17 (12.80) 7.80***

Other

Weight (kg) 072.18 (10.35) 066.87 (08.34) 10.16***

BMI (kg/m
2
) 024.98 (03.12) 024.56 (02.73) 2.53***

Percent Body Fat (%) 022.66 (05.37) 023.46 (05.33) −2.47***

Right Shoulder Angle (
o
) 020.35 (03.78) 020.40 (04.29) −.19***

Left Shoulder Angle (
o
) 020.14 (03.86) 020.18 (04.16) −.18***

*p<.05, **p<.01, ***p<.001

B.: Breadth, D.: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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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etermination of the index value by correlation between stature and weight

Items that are relevant to stature Items that are relevant to weight

Items Correlation Items Correlation Items Correlation

Cervical Height .98** Hip C. .92** Hip Extension C. .89**

Shoulder H. .97** Bust C. .86** Chest C. .85**

Acromion H. .96** Midthigh C. .85** Knee C. .85**

Total Length .94** Thigh C. .85** Waist Breadth (Omphalion) .85**

Waist H. .93** Waist Breadth .84** Calf C. .84**

Waist H. (Omphalion) .92** Waist C. (Omphalion) .83** Adominal Extension C. .83**

Outside Leg H. .91** Bust Breadth .82** Waist C. .81**

Waist H. (Natural Indentation) .88** Hip D. .81** Hip Width .81**

Crotch H. .86** Trunk C. .80** Chest Breadth .80**

Hip H. .83** Upperarm C. .78** Minimum Leg C. .75**

Cervicale to Wrist H. .72** Neck C. .73** Bust D. .72**

Vertical Trunk H. .72** Crotch H. (Natural Indentation) .72** Waist D. (Omphalion) .71**

Arm H. .70** Armscye C. .70** Waist D. (Natural Indentation) .70**

Knee H. .68** Elbow C. .70** Armscye D. .69**

Upperarm H. .65** Chest D., standing .68** Wrist C. .67**

Ankle C. .65** Neck Base C. .65**

Crotch H. (Omphalion) .63** Vertical Trunk H. .61**

Correlation analysis: .00-.10 none or very weak / .10-.20 weak positive / .20-.40 moderate positive / .40-.60 a little strong positive / 

*.60-.80 strong positive / **.80-1.00 very strong positive

H.: Height, C.: Circumference, D.: Depth

Table 9. The result of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 of index value for the stature to age groups (Unit: mm, N=1,430)

Items

Age type group Middle-aged males

(n=1,015)

Younger-old males

(n=415) t-value

Measurement items Mean (S.D.) Mean (S.D.)

Height/

Stature

Cervical Height/S. .86 (0.01) .86 (0.01) −.17***

Acromion Height/S. .81 (0.01) .81 (0.01) .76***

Shoulder Height/S. .82 (0.01) .82 (0.01) 1.51***

Hip Height/S. .50 (0.02) .50 (0.01) 2.10***

Waist Height/S. .60 (0.01) .60 (0.01) −.16***

Waist Height (Omphalion)/S. .58 (0.01) .58 (0.01) −.45***

Waist Height (Natural Indentation)/S. .62 (0.01) .62 (0.01) −1.09***

Knee Height/S. .26 (0.01) .26 (0.01) 1.61***

Crotch Height/S. .45 (0.01) .45 (0.01) 2.99***

Length/

Stature

Vertical Trunk Length/S. .40 (0.01) .40 (0.01) 1.72***

Total Length/S. .87 (0.01) .87 (0.01) −3.37***

Arm Length/S. .34 (0.01) .34 (0.01) −5.66***

Cervicale to Wrist Length/S. .48 (0.02) .48 (0.02) −.05***

Upperarm Length/S. .20 (0.01) .20 (0.01) −4.79***

Outside Leg Length/S. .61 (0.01) .60 (0.01) .61***

*p<.05, **p<.01, ***p<.001

S.: Stature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4, 2017

– 730 –

몸무게’, ‘샅앞뒤길이/몸무게’, ‘배꼽수준샅앞뒤길이/몸

무게’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노년 전

기 남성이 중년 남성에 비해 지수치 평균값이 크게 나타

났다. 몸통수직길이, 샅앞뒤길이, 배꼽수준샅앞뒤길이의

Table 10. The result of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 of index value for the weight to age groups

(Unit: mm, N=1,430)

Items

Age type group Middle-aged males

(n=1,015)

Younger-old males

(n=415) t-value

Measurement items Mean (S.D.) Mean (S.D.)

Length/

Weight

Vertical Trunk Length/W. 9.64 (1.16) 10.03 (1.12) −6.04***

Crotch Length (Natural Indentation)/W. 10.61 (1.09) 11.04 (1.07) −6.84***

Crotch Length (Omphalion)/W. 9.75 (1.08) 10.16 (1.09) −6.59***

Circum-

ference/

Weight

Neck Circumference/W. 5.33 (0.56) 5.68 (0.51) −11.17***

Neck Base Circumference/W. 6.11 (0.68) 6.48 (0.65) −9.70***

Chest Circumference/W. 13.53 (1.24) 14.22 (1.24) −9.43***

Bust Circumference/W. 13.18 (1.15) 14.01 (1.20) −12.28***

Waist Circumference /W. 12.00 (0.93) 13.05 (1.00) −18.28***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W. 12.09 (0.91) 13.06 (1.00) −16.96***

Adominal Extension Circumference/W. 12.26 (0.94) 13.24 (1.02) −17.59***

Hip Circumference/W. 13.20 (1.19) 13.87 (1.19) −9.75***

Hip Extension Circumference/W. 13.73 (1.22) 14.58 (1.24) −11.84***

Armscye Circumference/W. 6.10 (0.62) 6.38 (0.63) −7.62***

Trunk Circumference/W. 23.53 (2.52) 24.72 (2.47) −8.23***

Thigh Circumference/W. 7.80 (0.66) 7.91 (0.64) −3.13***

Midthigh Circumference/W. 7.18 (0.60) 7.24 (0.57) −1.65***

Knee Circumference/W. 5.19 (0.51) 5.46 (0.50) −8.94***

Calf Circumference/W. 5.28 (0.47) 5.43 (0.47) −5.39***

Minimum Leg Circumference/W. 3.10 (0.32) 3.27 (0.32) −9.11***

Elbow Circumference/W. 4.14 (0.43) 4.31 (0.43) −6.98***

Wrist Circumference/W. 2.39 (0.27) 2.58 (0.26) −12.04***

Upperarm Circumference/W. 4.32 (0.39) 4.45 (0.38) −5.79***

Ankle Circumference/W. 3.66 (0.41) 3.90 (0.42) −10.24***

Breadth/

Weight

Chest Breadth/W. 4.35 (0.43) 4.54 (0.42) −7.43***

Bust Breadth/W. 4.30 (0.41) 4.50 (0.41) −8.18***

Waist Breadth/W. 4.10 (0.33) 4.40 (0.35) −15.41***

Waist Breadth (Omphalion)/W. 4.18 (0.34) 4.45 (0.37) −12.47***

Hip Width/W. 4.56 (0.47) 4.84 (0.47) −10.14***

Depth/

Weight

Chest Depth, Standing/W. 3.11 (0.30) 3.40 (0.32) −15.78***

Bust Depth/W. 3.22 (0.29) 3.52 (0.32) −16.63***

Waist Depth (Natural Indentation)/W. 3.15 (0.29) 3.50 (0.33) −19.15***

Waist Depth (Omphalion)/W. 3.13 (0.29) 3.47 (0.33) −18.38***

Hip Depth/W. 3.31 (0.28) 3.46 (0.31) −8.81***

Armscye Depth/W. 1.64 (0.16) 1.67 (0.18) −3.62***

**p<.01, ***p<.001

W.: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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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계측항목 비교 분석결과는 중년 남성의 평균값이

노년 전기 남성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으므로 지수치 항

목의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

록 중년 남성의 직접계측항목 평균값이 크게 나타났을

지라도 노년 전기 남성의 허리와 배 부위 관련 둘레가 증

가하였기 때문에 몸무게를 배제할 경우 상대적으로 노

년 전기 남성의 지수치 항목 평균값이 큰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몸무게에 대한 둘레항목의 지수치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넙다리중간둘레/몸무게’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서 중년 남성과 노년 전기 남성의 평균값은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 전기 남성의 평균값이

중년 남성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Table 6>의 직접계측

항목 비교 분석결과에서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레를 제외한 모든 둘레항목은 중년 남성의 평균값

이 노년 전기 남성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몸무게

에 대한 둘레항목의 지수치 평균값이 노년 전기 남성이

크게 나타난 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몸무게에

비해 둘레항목이 보다 적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체밀도와 반비례하는 체지방률(체지방률

= {(4.570/체밀도) − 4.142} × 100) 항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Table 7>의 체지방률 비교 분석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지방률은 증가하며 즉, 체밀도가

낮아져 몸무게에 대한 둘레항목의 평균값이 중년 남성

에 비해 노년 전기 남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몸무게에 대한 너비항목의 지수치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가슴너비/몸무게’, ‘젖가슴너비/몸무게’, ‘허리너

비/몸무게’, ‘배꼽수준허리너비/몸무게’, ‘엉덩이너비/몸

무게’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노년 전

기 남성이 중년 남성에 비해 지수치 평균값이 크게 나타

났다. 너비항목의 직접계측항목 비교 분석결과에서 허

리너비를 제외한 모든 너비항목은 중년 남성의 평균값

이 노년 전기 남성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몸무게

에 대한 너비항목의 지수치 평균값이 노년 전기 남성이

크게 나타난 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몸무게

에 비해 너비항목이 보다 적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몸무게에 대한 두께항목의 지수치 분석결과에서도 ‘가

슴두께/몸무게’, ‘젖가슴두께/몸무게’, ‘허리두께/몸무게’,

‘배꼽수준허리두께/몸무게’, ‘엉덩이두께/몸무게’, ‘겨드

랑두께/몸무게’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로 노년 전기

남성이 중년 남성에 비해 지수치 평균값이 크게 나타났

다. 두께항목의 직접계측항목 비교 분석결과에서 엉덩

이두께, 겨드랑두께 항목에서는 중년 남성의 직접계측

평균값이 노년 전기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몸무게

에 대한 엉덩이두께, 겨드랑두께 항목의 지수치 평균값

이 노년 전기 남성이 크게 나타난 것은 너비항목/몸무게

지수치 항목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몸무게에 비해 엉덩이두께, 겨드랑두께 항목이 보다 적

은 비율로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드롭치 분석결과는 <Table 11>과 같으며 모든 항

목에서 중년 남성과 노년 전기 남성의 드롭치 평균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년 전기 남성의 평균값이 중년 남성에 비해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 전기 남성의 경우 중년 남성

에 비해 가슴둘레 및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작아 허리부위가 뚜렷하지 않은 체형임을 알 수 있다.

<Table 6>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허리둘레, 배꼽수

준허리둘레, 배둘레 항목에서 노년 전기 남성의 평균값

이 중년 남성보다 크게 나타나 노년 전기 남성의 배부위

가 중년 남성에 비해 발달되어 있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편평률 분석결과는 <Table 12>와 같으며, 모든 항목에

Table 11. The result of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 of drop value to age groups   (Unit: mm, N=1,430)

Age type group Middle-aged males

(n=1,015)

Younger-old males

(n=415) t-value

Measurement items Mean (S.D.) Mean (S.D.)

Chest C.-Waist C. 105.93 (51.49) 74.82 (49.60) 10.48***

Hip C.-Waist C. 81.86 (46.94) 52.13 (46.70) 10.89***

Chest C.-Waist C. (Omphalion) 99.65 (49.84) 74.18 (47.75) 08.88***

Hip C.-Waist C. (Omphalion) 75.57 (43.32) 51.48 (43.02) 09.56***

Chest C.-Adominal Extension C. 91.17 (49.17) 62.09 (47.81) 10.15***

Hip C.-Adominal Extension C. 67.09 (42.39) 39.62 (42.93) 11.08***

***p<.001

C.: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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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반신에 해당하는 ‘가슴두

께/가슴너비’, ‘허리두께/허리너비’, ‘배꼽수준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너비’ 항목에서는 노년 전기 남성이 중년

남성에 비해 편평률 값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노년 전

기 남성의 상반신 측면모습은 중년 남성에 비해 앞으로

돌출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슴부위보다는 허리

와 배 부위가 편평률이 다소 크게 나타나, 가슴부위보다

는 허리와 배 부위가 좀 더 둥근 형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 하반신에 해당하는 ‘엉덩이두께/엉덩이너

비’ 항목에서는 노년 전기 남성이 중년 남성에 비해 편평

률 값이 작게 나타나, 노년 전기 남성의 하반신 측면모

습은 중년 남성에 비해 엉덩이가 밋밋한 형태를 나타내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계산항목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노년 전

기 남성 체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

년 전기 남성은 엉덩이가 처지고 배부위의 발달로 인하

여 하반신의 높이항목이 중년 남성에 비해 작게 나타났

다. 키에 대한 길이항목 중 ‘총길이/키’, ‘팔길이/키’, ‘위

팔길이/키’ 항목에서 노년 전기 남성의 평균값이 큰 것

으로 나타났는데, 직접계측치의 평균값은 중년 남성이

크게 나온 결과와 대조된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키

는 줄어들지만 키가 줄어드는 비율에 비해 상지 관련 항

목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

다. 둘째, 직접계측항목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

둘레를 제외한 모든 둘레항목은 노년 전기 남성이 중년

남성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몸무게에 대한 둘

레항목의 지수치 평균값이 노년 전기 남성이 크게 나타

난 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몸무게에 비해 둘

레항목이 보다 적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지방률은 증가하며 즉, 체

밀도가 낮아져 몸무게에 대한 둘레항목의 평균값이 중

년 남성에 비해 노년 전기 남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주요 드롭치 분석결과에서 노년 전기 남성의 경우

중년 남성에 비해 가슴둘레 및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

의 차이가 작아 허리부위가 뚜렷하지 않은 체형임을 알

수 있다. 넷째, 편평률 분석결과에서 노년 전기 남성의

상반신 측면모습은 중년 남성에 비해 앞으로 돌출된 형

태이며, 허리와 배 부위가 좀 더 둥근 형태의 단면을 보

여주고 있고 노년 전기 남성의 하반신 측면모습은 중년

남성에 비해 엉덩이가 밋밋한 형태로 나타났다.

2. 체형 구성요인의 추출

1) 전체 계측치에 대한 요인분석

35세 이상 69세 한국인 남성의 체형을 결정하는 요인

은 최종적으로 6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별

요인부하량과 고유치, 변량의 기여율은 <Table 13>과 같

다. 전체 변량의 77.40%를 설명해 주고 있다. 각 요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요인1

요인1은 모든 둘레항목, 두께항목, 너비항목(어깨너

비 제외), BMI 항목에 높게 부하하여 ‘신체 수평크기 관

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배둘레(.96), 배꼽수준허

리둘레(.96), 허리둘레(.95), BMI(.94), 허리너비(.93), 허

리두께(.91), 배꼽수준허리두께(.91)의 순으로 높게 부하

되어 이들 항목이 신체의 수평크기를 나타내는 대표항

목이라 할 수 있으며 6개의 요인 중 값이 가장 큰 요인으

로 나타났다.

(2) 요인2

요인2는 모든 높이항목과 상반신 및 둔부길이를 제

외한 길이항목에 높게 부하하여 ‘신체 수직크기 관련 요

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허리높이(.95), 배꼽수준허리

높이(.94), 샅높이(.93), 다리가쪽길이(.93), 어깨가쪽높이

(.91), 목뒤높이(.91)의 순으로 높게 부하되어 이들 항목

이 신체의 수직크기를 나타내는 대표항목이라 할 수 있

다.

Table 12. The result of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 of flattening ratio to age groups   (Unit: %, N=1,430)

Age type group Middle-aged males

(n=1,015)

Younger-old males

(n=415) t-value

Measurement items Mean (S.D.) Mean (S.D.)

Chest Depth, Standing/Chest Breadth 71.53 ( 5.05) 75.08 ( 5.45) −11.50***

Waist Depth (Natural Indentation)/Waist Breadth 76.89 ( 5.37) 79.62 ( 5.25) −8.96***

Waist Depth (Omphalion)/Waist Breadth (Omphalion) 75.02 ( 5.17) 78.14 ( 5.44) −9.93***

Hip Depth/Hip Width 73.03 ( 5.27) 71.88 ( 5.45) 3.36***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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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인3

요인3은 어깨가쪽사이길이(.79), 어깨사이길이(.78), 겨

드랑뒤벽사이길이(.72), 어깨너비(.71) 항목에서 높게 부

하하여 ‘어깨 ·등너비 관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요

인의 점수가 높으면 상반신의 어깨 및 등너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요인4

요인4는 목옆허리둘레선길이(.75), 앞중심길이(.74), 등

길이(.73), 목뒤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64), 배꼽수준등

길이(.61) 항목에서 높게 부하하여 ‘상반신 길이 관련 요

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요인이 값이 높으면 상반신이 긴

체형이라 할 수 있다.

Table 13. Factor analysis of measurement items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Commu-

nity

Reli-

ability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 1

Horizontal Dimension

Adominal Extension C. .96* .03 .03 .03 −.06 .03 .92

.97

Waist C. (Omphalion) .96* .04 .04 .03 −.05 .04 .92

Waist C. .95* −.00 .03 .03 −.08 .04 .92

BMI .94* −.17 .18 .08 .10 −.03 .95

Waist B. .93* .10 .09 .07 −.04 .06 .89

Waist D. (Natural Indentation) .91* −.07 −.08 −.01 −.12 .06 .86

Waist D. (Omphalion) .91* −.05 −.09 −.01 −.13 .05 .86

Waist B. (Omphalion) .91* .14 .08 .05 .05 .05 .86

Hip Extension C. .89* .14 .14 .11 .09 −.00 .85

Bust C. .87* .10 .23 .10 .10 −.08 .85

Bust D. .87* −.00 −.04 .02 .03 −.05 .75

Weight .88* .32 .24 .24 .14 −.03 .97

Hip C. .85* .23 .18 .17 .10 .01 .84

Hip D. .82* .10 .08 .18 .04 −.01 .73

Chest C. .81* .14 .31 .12 .20 −.11 .84

Chest D., standing .81* .03 −.07 .03 .08 −.01 .67

Neck C. .75* .04 .20 .14 −.03 .03 .63

Bust B. .74* .18 .42 .13 −.01 −.17 .80

Upperarm C. .72* .03 .27 .16 .30 −.06 .71

Thigh C. .72* .14 .28 .23 .34 .03 .78

Hip Width .71* .36 .16 .15 .08 .03 .69

Midthigh C. .71* .14 .29 .23 .37 .01 .79

Knee C. .70* .33 .15 .23 .17 .01 .71

Calf C. .70* .15 .25 .22 .30 .03 .71

Chest B. .68* .22 .46 .16 −.04 −.20 .79

Armscye D. .67* .06 .18 .13 .25 −.08 .57

Armscye C. .65* .14 .12 .18 .34 −.04 .60

Wrist C. .63* .19 −.01 .23 .15 .11 .52

Neck Base C. .62* .09 .28 .11 .07 .08 .49

Elbow C. .62* .15 .14 .19 .33 .05 .58

Trunk C. .60* .33 .22 .41 .01 −.14 .71

*: loading amounts over .50

H.: Height, L.: Length, C.: Circumference, B.: Breadth, D.: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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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인5

요인5는 엉덩이수직길이(.62), 엉덩이옆길이(.58) 항목

에서 높게 부하하여 ‘둔부길이 관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6) 요인6

요인6은 오른쪽어깨경사각(.86), 왼쪽어깨경사각(.86)

에 높게 부하하여 ‘어깨경사각 관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노년 전기 남성과 중년 남성의 체형 구성요인 비교

35세 이상 69세 한국인 남성의 직접계측치 60항목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6개 요인에 대해 노년 전기

남성과 중년 남성의 체형 구성요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점수를 구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요인1(신체 수평크기 관련 요인)을 제외한

Table 13. Continued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Commu-

nity

Reli-

ability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 2

Vertical Dimension

Waist H. .10 .95* .09 .08 .15 .01 .94

.98

Waist H. (Omphalion) .01 .94* .12 .11 .09 .02 .92

Crotch H. −.05 .93* .09 .08 −.11 −.01 .90

Outside Leg L. .13 .93* .12 .07 .15 −.01 .92

Shoulder H. .15 .91* .08 .31 .09 −.09 .96

Cervical H. .12 .91* .13 .32 .14 .02 .97

Acromion H. .15 .90* .08 .32 .09 −.07 .96

Waist H. (Natural Indentation) .09 .90* .08 .08 .21 .02 .87

Stature .10 .89* .17 .34 .11 .01 .96

Hip H. .08 .89* .06 .10 −.08 .04 .82

Total L. .16 .87* .11 .33 .17 .03 .94

Arm L. .16 .78* .04 −.01 .24 −.09 .71

Knee H. .09 .77* .14 −.02 −.23 −.08 .68

Upperarm L. .16 .75* −.04 −.01 .15 −.12 .63

Underarm L. −.10 .73* .12 −.06 −.11 .10 .58

Cervicale to Wrist L. .23 .70* .34 .10 .16 .05 .70

Factor 3

Horizontal Dimension

of Shoulder · Back

Bishoulder L. .26 .26 .79* .12 −.01 .28 .85

.91
Biacromion L. .27 .23 .78* .03 .15 .13 .77

Back Interscye, L. .40 .21 .72* .07 .00 .16 .76

Biacromial B. .29 .33 .71* .08 .13 −.04 .71

Factor 4

Vertical Dimension

of Upper Body

Neck Point to Waistline .33 .25 .06 .75* −.18 −.05 .77

.87

Waist Front L. .33 .15 .09 .74** −.02 −.03 .69

Waist Back L. (Natural Indentation) .06 .37 .02 .73* .12 .13 .71

Cervical to Waist L. .42 .23 .25 .64* −.05 −.10 .71

Waist Back L. (Omphalion) .23 .37 −.01 .61* .26 .10 .64

Factor 5

Vertical Dimension of Hip

Body Rise .34 .32 .04 −.01 .62* .14 .63
.60

Waist to Hip L. .13 .29 .11 −.02 .58* −.11 .46

Factor 6

Shoulder Angle

Right Shoulder Angle −.02 −.08 .13 −.01 .03 .87* .78
.80

Left Shoulder Angle .02 −.01 .14 .04 −.04 .86* .76

Eigen value 20.92 13.65 03.95 03.85 02.17 01.91

Variable contribution % 34.86 22.75 06.58 06.41 03.62 03.18

Accumulate contribution % 34.86 57.61 64.19 70.60 74.22 77.40

*: loading amounts over .50

H.: Height, L.: Length, C.: Circumference, B.: Breadth, D.: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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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인에서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요인2(신체 수직크

기 관련 요인), 요인3(어깨 ·등너비 관련 요인), 요인4(상

반신 길이 관련 요인), 요인5(둔부길이 관련 요인)에서

는 노년 전기 남성보다는 중년 남성이 요인의 값이 높게

나타나 연령이 적을수록 각 요인별로 체형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인6(어깨경사각

관련 요인)은 중년 남성보다 노년 전기 남성이 요인의

값이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깨처짐의 정도

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1(신체 수평크기

관련 요인)은 6개의 요인 중 값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

타났으나 <Table 6>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허리둘

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항목은 노년 전기 남성과 중년

남성의 평균값이 큰 차이는 없으나, 다른 항목에서는 중

년 남성의 평균값이 크기 때문에 요인의 값이 크기가 일

정하지 않아 노년 전기 남성과 중년 남성의 체형 구성

요인의 비교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

악된다.

20~60대 한국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연령별 체형의 유

형화를 목적으로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지수치 항목

들을 요인분석한 Lee(2004)의 연구결과, 41세부터 60세

까지 남성에 해당하는 연령3 집단에서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누적기여율은 78.86%였다. 요인1은 몸통의

수평적 크기요인, 요인2는 몸통하부의 형태 및 크기요

인, 요인3은 몸통의 높이요인, 요인4는 몸통의 길이요인,

요인5는 어깨경사각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

교해 볼 때 요인의 내용면에서 유사하나 요인2, 3, 4의

순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79세 노년 남성의 체형 분류를 목적으로 지수치 항

목들을 요인분석한 Kim and Lee(2003)의 연구결과, 총

8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누적기여율은 71.83%였다. 요

인1은 상, 하반신의 너비, 요인2는 하반신의 둘레, 요인3

은 배와 허리의 편평률, 요인4는 상반신의 자세, 요인5

는 하반신의 높이, 요인6은 상반신의 높이, 요인7은 상

반신의 둘레, 요인8은 어깨기울기에 관한 요인으로 추

출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좀 더 세분화된

결과를 보이고 있었으나 내용면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비교를 종합해 보면, 요인의 내용은 유사하나

순위에서 차이가 보였는데 이는 연구의 대상이 다르고

체형의 크기요인보다 형태요인에 우선하여 지수치 항목

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차이

가 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체형의 분류

1) 군집분석의 의한 체형 분류

본 연구에서는 군집의 수를 2~6개로 변화하면서 군집

분석을 실시한 후, 체형적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3개

의 군집을 최종 군집의 수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5>에 제시하였다. 전체 60개의 항목에 대한 유

형별 검증결과, 허리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다

리가쪽높이를 제외한 56개의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

났으며 유형별 체형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형1

유형1은 503명으로 35~69세의 남성 중 35.17%를 차

지하고 있고, 신체 수평크기를 나타내는 요인1 중 배둘

레, 배꼽수준허리둘레, 허리둘레, BMI, 허리너비, 허리

두께, 배꼽수준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너비, 배돌출점

기준엉덩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두께, 엉덩이둘레,

엉덩이두께, 가슴두께, 목둘레, 겨드랑둘레, 손목둘레 항

목은 보통의 치수가 나타나 몸통부위 관련 둘레는 세 유

형 중 보통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몸무게, 가슴둘레,

Table 14. The result of t-test of factor scores according to middle-aged males and younger-old males

Group Middle-aged males

(n=1,015)

Younger-old males

(n=415) t-value

Factor Mean (S.D.) Mean (S.D.)

Factor 1 Horizontal Dimension −.01 (1.04) .03 (0.89) −.78***

Factor 2 Vertical Dimension .12 (1.00) −.30 (0.93) 7.72***

Factor 3 Horizontal Dimension of Shoulder · Back .20 (0.96) −.50 (0.92) 12.98***

Factor 4 Vertical Dimension of Upper Body .12 (0.97) −.29 (1.01) 7.17***

Factor 5 Vertical Dimension of Hip .20 (0.93) −.48 (1.00) 11.93***

Factor 6 Shoulder Angle −.05 (0.96) .11 (1.08) −2.63***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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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가슴너비, 위팔둘레, 넙다리둘레, 넙다리중간둘레, 무

릎둘레, 장딴지둘레, 가슴너비, 겨드랑두께, 겨드랑둘레,

목밑둘레, 팔꿈치둘레, 몸통세로둘레 항목은 가장 작은

치수를 보여 팔 ·다리가 세 유형 중 가장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수직크기를 나타내는 요인2 중 키를 비

롯하여 목뒤높이, 어깨높이, 총길이, 목뒤손목안쪽길이

항목에서 가장 작은 치수를 보여 가장 왜소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깨 ·등너비 관련 요인인 요인3의 모

Table 15. The result of ANOVA of factor scores according to body types

Items Variable
Type 1 (n=503) Type 2 (n=536) Type 3 (n=391)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Factor 1

Horizontal Dimension

Adominal Extension C.
1)

874.19 (69.55) b 838.71 (63.40) c 927.19 (76.66) a 183.92***

Waist C. (Omphalion) 863.90 (70.41) b 829.67 (65.65) c 918.23 (76.00) a 179.85***

Waist C. 859.43 (72.52) b 822.45 (66.69) c 916.90 (75.19) a 199.44***

BMI 24.24 ( 2.61) b 23.98 ( 2.63) b 26.84 ( 3.10) a 140.34***

Waist B. 290.80 (21.48) b 283.04 (20.20) c 308.34 (22.57) a 162.34***

Waist D. (Natural Indentation) 229.04 (24.31) b 212.82 (22.87) c 246.34 (24.95) a 222.39***

Waist D. (Omphalion) 227.09 (22.75) b 211.40 (21.40) c 243.95 (24.83) a 230.60***

Waist B. (Omphalion) 296.09 (21.44) b 288.52 (20.50) c 310.90 (23.08) a 122.91***

Hip Extension C.
1)

966.69 (54.30) b 956.91 (49.30) c 1011.24 (69.00) a 111.32***

Bust C. 925.88 (58.00) b 920.46 (57.73) b 973.23 (60.85) a 104.79***

Bust D. 232.58 (18.37) b 221.41 (18.41) c 242.22 (18.43) a 147.35***

Weight
1)

68.08 ( 8.87) b 68.38 ( 8.69) b 77.03 (10.61) a 126.92***

Hip C.
1)

923.37 (48.36) b 920.45 (47.30) b 968.10 (60.46) a 114.54***

Hip D.
1)

231.40 (19.31) b 226.85 (19.93) c 249.67 (22.99) a 148.49***

Chest C. 943.80 (56.95) b 949.70 (57.59) b 988.30 (60.08) a 73.78***

Chest D., Standing 224.40 (16.70) b 214.70 (17.24) c 231.41 (17.18) a 112.77***

Neck C.
1)

373.70 (20.67) b 371.85 (19.81) b 393.81 (22.53) a 145.45***

Bust B. 297.62 (18.21) c 301.58 (18.49) b 316.62 (20.02) a 121.05***

Upperarm C. 297.59 (24.23) c 302.62 (25.28) b 315.64 (25.89) a 59.14***

Thigh C. 533.28 (41.83) c 546.83 (41.11) b 567.12 (45.65) a 69.41***

Hip Width 320.83 (14.94) b 319.11 (14.71) b 330.58 (16.75) a 69.60***

Midthigh C.
1)

490.49 (39.80) c 503.57 (38.62) b 519.89 (44.58) a 57.28***

Knee C.
1)

363.44 (19.66) b 363.70 (17.22) b 377.51 (22.23) a 72.26***

Calf C.
1)

363.52 (25.55) c 371.17 (24.64) b 383.30 (28.53) a 63.50***

Chest B. 300.06 (17.60) c 305.28 (18.68) b 319.49 (19.03) a 128.01***

Armscye D. 113.25 (12.94) b 113.56 (13.08) b 120.69 (12.98) a 44.56***

Armscye C.
1)

426.93 (31.79) b 426.92 (29.70) b 442.57 (34.83) a 34.17***

Wrist C. 169.13 ( 7.85) b 168.17 ( 7.95) b 173.96 ( 9.05) a 61.16***

Neck Base C. 425.84 (23.04) c 429.85 (24.30) b 446.26 (25.80) a 84.60***

Elbow C. 288.09 (19.39) b 290.46 (20.37) b 298.76 (21.56) a 32.35***

Trunk C. 1635.69 (71.84) b 1645.27 (68.06) b 1720.04 (80.47) a 170.56***

*p<.05, **p<.01, ***p<.001

Scheffe test results: a>b>c

1) Games-Howell test results: a>b>c

: Highest average by type, : Lowest average by type

H.: Height, L.: Length, C.: Circumference, B.: Breadth, D.: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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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항목과 상반신 길이를 나타내는 요인4의 모든 항목

에서 가장 작은 치수를 보여 유형1은 어깨 ·등너비가 좁

고 상반신 길이가 짧은 체형이다. 둔부길이를 나타내는

요인5의 모든 항목은 세 유형 중 보통의 치수로 나타났

으며, 어깨경사각을 나타내는 요인6의 모든 항목은 가

장 작은 치수로 나타나 어깨가 가장 처지지 않은 형으로

볼 수 있다.

(2) 유형2

유형2는 536명으로 35~69세의 남성 중 37.48%를 차

지하고 있다. 신체 수평크기를 나타내는 요인1 중 배둘

레, 배꼽수준허리둘레, 허리둘레, BMI, 허리너비, 허리

두께, 배꼽수준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너비, 배돌출점

Table 15. Continued

Items Variable
Type 1 (n=503) Type 2 (n=536) Type 3 (n=391)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Factor 2

Vertical Dimension

Waist H. 1010.78 (44.91) 1009.20 (45.99) 1003.90 (46.05) 2.67***

Waist H. (Omphalion) 978.17 (45.76) 980.00 (45.62) 973.31 (46.15) 2.49***

Crotch H. 764.86 (37.90) 761.28 (40.84) 760.15 (39.76) 1.81***

Outside Leg L. 1021.13 (45.77) 1020.40 (46.53) 1014.58 (49.03) 2.48***

Shoulder H. 1372.04 (55.13) b 1371.17 (55.96) b 1383.36 (58.09) a 6.24***

Cervical H. 1433.74 (56.22) b 1441.80 (57.73) ab 1446.72 (59.67) a 5.85***

Acromion H. 1359.04 (55.14) b 1359.08 (55.76) b 1371.34 (57.34) a 6.83***

Waist H. (Natural Indentation) 1050.69 (48.44) a 1049.48 (47.62) a 1039.43 (51.42) b 6.78***

Staure 1674.16 (61.09) b 1687.61 (63.03) a 1692.86 (63.68) a 11.02***

Hip H. 835.52 (42.63) 829.06 (43.78) 835.56 (42.42) 3.80***

Total L. 1458.82 (56.89) b 1464.45 (58.14) ab 1471.52 (62.05) a 5.13***

Arm L. 575.71 (26.90) a 570.41 (26.92) b 565.24 (28.09) c 16.36***

Knee H. 432.85 (26.50) a 428.64 (25.09) b 434.69 (27.01) a 6.71***

Upperarm L. 333.52 (17.38) a 327.73 (16.90) b 327.34 (18.29) b 19.05***

Underarm L. 489.96 (26.02) a 490.37 (27.58) a 485.41 (27.55) b 4.45***

Cervicale to Wrist L. 807.65 (37.43) b 819.57 (38.71) a 817.58 (38.17) a 14.08***

Factor 3

Horizontal Dimension

of Shoulder · Back

Bishoulder L. 396.88 (21.93) b 426.06 (23.66) a 422.98 (22.39) a 247.70***

Biacromion L. 406.38 (24.76) c 435.49 (24.12) a 426.96 (24.65) b 190.74***

Back Interscye, L. 388.88 (24.57) b 412.97 (24.02) a 414.55 (23.98) a 171.08***

Biacromial B. 378.86 (18.62) b 396.70 (18.32) a 393.83 (19.17) a 131.99***

Factor 4

Vertical Dimension

of Upper Body

Neck Point to Waistline 442.59 (21.48) c 446.53 (20.35) b 473.27 (21.45) a 267.57***

Waist Front L. 370.97 (20.73) c 377.51 (18.47) b 397.50 (19.94) a 210.63***

Waist Back L. (Natural Indentation)
1)

433.10 (21.86) c 441.52 (21.14) b 451.84 (23.40) a 79.62***

Cervical to Waist L. 533.50 (23.41) c 543.41 (23.33) b 567.28 (24.56) a 230.45***

Waist Back L. (Omphalion)
1)

464.73 (25.00) c 470.58 (22.96) b 480.39 (25.83) a 45.22***

Factor 5

Vertical Dimension of Hip

Body Rise
1)

250.29 (22.23) a 253.30 (19.29) a 245.62 (23.87) b 14.22***

Waist to Hip L. 183.53 (20.43) b 189.23 (21.14) a 177.85 (20.19) c 34.68***

Factor 6

Shoulder Angle

Right Shoulder Angle 19.17 ( 4.03) c 21.50 ( 3.61) a 20.34 ( 3.77) b 48.87***

Left Shoulder Angle 18.91 ( 4.02) b 21.07 ( 3.73) a 20.49 ( 3.74) a 42.99***

*p<.05, **p<.01, ***p<.001

Scheffe test results: a>b>c

1) Games-Howell test results: a>b>c

: Highest average by type, : Lowest average by type

H.: Height, L.: Length, C.: Circumference, B.: Breadth, D.: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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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엉덩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두께, 엉덩이둘레,

엉덩이두께, 가슴두께, 목둘레, 겨드랑둘레, 손목둘레 항

목은 가장 작은 치수를 보여 몸통부위가 세 유형 중 가장

날씬한 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몸무게, 가슴둘레, 젖

가슴너비, 위팔둘레, 넙다리둘레, 넙다리중간둘레, 무릎

둘레, 장딴지둘레, 가슴너비, 겨드랑두께, 겨드랑둘레, 목

밑둘레, 팔꿈치둘레, 몸통세로둘레 항목은 보통의 치수

로 나타나 팔 ·다리 관련 둘레는 세 유형 중 보통인 체

형이다. 신체 수직크기를 나타내는 요인2 중 키를 비롯

하여 허리높이, 샅높이, 다리가쪽길이, 목뒤높이, 어깨높

이, 허리기준선높이, 총길이, 팔길이, 위팔길이 등 대부

분의 항목에서 보통의 치수를 보여 보통 체격의 집단으

로 볼 수 있다. 어깨 ·등너비 관련 요인인 요인3의 겨드

랑뒤벽사이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가장 큰 치수를

보여 어깨 ·등너비가 넓은 체형이며, 상반신 길이를 나

타내는 요인4의 모든 항목에서 보통의 치수를 보여 상

반신 길이는 보통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둔부길이를 나

타내는 요인5의 모든 항목은 가장 큰 치수를 보였으며,

어깨경사각을 나타내는 요인6의 모든 항목에서도 가장

큰 치수로 나타나 어깨가 가장 처진 형으로 볼 수 있다.

(3) 유형3

유형3은 391명으로 35~69세의 남성 중 27.34%를 차

지하고 있고, 신체 수평크기를 나타내는 요인1에서 둘

레, 너비, 두께 항목 모두에서 세 유형 중 가장 큰 치수

를 가지고 있으며 세 유형 중 가장 키가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 전체적으로 체격이 큰 집단이다. 신체 수직크

기를 나타내는 요인2 중 키를 비롯하여 어깨가쪽높이,

목뒤높이, 어깨높이, 엉덩이높이, 총길이, 무릎높이 항목

에서 가장 큰 치수를 나타난 반면, 허리높이, 배꼽수준

허리높이, 샅높이, 다리가쪽길이, 허리기준선높이, 팔길

이, 위팔길이, 팔안쪽길이 항목에서 가장 작은 치수를 보

여 유형3은 세 유형 중 가장 체격이 좋으나 팔 ·다리는

짧은 형이다. 어깨 ·등너비 관련 요인인 요인3의 겨드랑

뒤벽사이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보통의 치수를 보

여 어깨 ·등너비는 보통이며, 상반신 길이를 나타내는

요인4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큰 치수를 보여 상반신 길

이가 긴 체형으로 볼 수 있다. 둔부길이를 나타내는 요

인5의 모든 항목은 가장 작은 치수를 보였으며, 어깨경

사각을 나타내는 요인6의 모든 항목은 보통의 치수로 나

타나 어깨처짐은 보통인 체형이다.

이상의 35~69세 남성의 체형 유형별 직접계측치 분

석결과에 따라 체형 구성요인에 따른 유형의 체형 특징

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Table 16>에 제시하였다.

유형1은 세 유형 중, 키가 가장 작아 왜소한 체형이나,

몸통부위 둘레는 보통이나 몸무게에 비해 배가 나온 반

면, 팔 ·다리는 가는 체형이다. 어깨 ·등너비는 좁고 상

반신 길이가 짧다. 둔부길이는 보통이며 어깨가 처지지

않은 체형이다. 유형2는 키는 보통이고 몸통부위는 날

씬하며 어깨 ·등너비는 넓으나 어깨가 처진 체형이다.

유형3은 키가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 전체적으로 체

격이 큰 체형이다. 키에 비해 팔 ·다리와 둔부길이가 짧

으며 상반신 길이가 길고 어깨처짐이 보통인 체형이다.

각 연령집단에 따른 유형별 분포상태를 살펴보면 <Ta-

ble 17>과 같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유형1은 노년 전기 남성이 52.8%로 높은 분포율을 보였

으며, 중년 남성이 28.0%의 분포율을 보였다. 유형2는

중년 남성이 45.4%로 높은 분포율을 보였으며, 노년 전

기 남성이 18.1%에 불과했다. 유형3은 중년 남성이 26.6%,

노년 전기 남성이 29.2%로 고른 분포율을 보였다. 다시

말해, 중년 남성과 노년 전기 남성의 체형 분포도가 다

Table 16. A summary of the results of a direct measurements analysis by the body types for males aged on 35-69

Type 1 (n=503) Type 2 (n=536) Type 3 (n=391)

General

feature

Small body type with protruded belly, 

compared to weight

Body type of slim torso with wide 

shoulder-back widths, but with 

sagging shoulder 

Big body type overall with tall height 

and heavy weight

Table 17. Distribution of body types for males aged on 35-69                           (Unit: n (%))

Group Type 1 Type 2 Type 3 Total χ2

Middle-aged males 284 (028.0) 461 (045.4) 270 (026.6) 1015 (100.0)

110.9a***Younger-old males 219 (052.8) 075 (018.1) 121 (029.2) 0415 (100.0)

Total 503 (035.2) 536 (037.5) 391 (027.3) 1430 (100.0)

***p<.001

a: 0 cells (0.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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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중년 남성은 키

는 보통이고 몸통부위는 날씬하며 어깨 ·등너비는 넓으

나 어깨가 처진 체형인 유형2가 가장 많으며, 노년 전기

남성은 왜소한 체형이나 몸무게에 비해 배가 나오고 팔

·다리는 가늘며 어깨 ·등너비는 좁고 상반신 길이가 짧

고 어깨가 처지지 않은 체형인 유형1이 가장 많은 경향

을 보였다. 따라서 의복 패턴 설계 시, 중년 남성과 노년

전기 남성의 신체치수 차이가 단순히 치수 체계만을 확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레이딩 편차의 증감이 아니며, 유

형별로 치수 항목별 크기에 대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

년 남성과 노년 전기 남성의 체형의 차이를 반영하여 의

복 패턴 설계 시에도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노년 전기 남성의 체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하여 노년 전기 남

성의 연령기준을 55세 이상 69세 이하로 설정하고 2010년

에 실시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자료(KATS,

2010)의 직접측정자료 중 55세 이상 69세 이하의 남성

의 직접측정치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노년 전기 남성의 체형 분

석결과, 중년 남성과 비교하여 볼 때, 키를 비롯한 높이

항목과 길이항목은 작아지는 반면, 둘레항목에 있어서

는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레 항목은 큰 것으

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배가 나오는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노년 전기 남성 체형의 정면모습은 가슴너

비, 허리너비, 엉덩이너비 항목의 차이가 작게 나타나

중년 남성과 비교하여 볼 때, 허리굴곡이 뚜렷하지 않

은 체형이며, 특히 허리두께와 배꼽수준허리두께 항목

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 노년 전기 남성의 측면모습은 배

가 돌출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엉덩이두께는

중년 남성에 비해 노년 전기 남성의 평균치수가 작게 나

타나 노년 전기 남성의 엉덩이 측면모습은 중년 남성에

비해 밋밋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30

~50세가 타깃인 의류 브랜드를 시니어 남성이 착용하게

되면 맞음새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전반적

으로 제품의 길이가 길고, 특히 재킷의 경우 가슴둘레의

맞음새는 적합하더라도 허리둘레와 밑단둘레의 치수는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팬츠의 경우 엉덩이가 밋밋

한 형태로 나타나 엉덩이둘레 치수는 감소해야 할 것으

로 보여진다. 35~69세 남성은 세 가지로 유형으로 나뉘

었는데, 왜소한 체형이나 몸무게에 비해 배가 나온 유형1,

키는 보통이고 몸통부위는 날씬하며 어깨 ·등너비는 넓

으나 어깨가 처진 체형의 유형2, 키가 크고 몸무게도 많

이 나가 전체적으로 체격이 큰 체형인 유형3으로 나뉘

었다.

연령집단별로 유형의 분포상태를 살펴본 결과, 중년

남성은 키는 보통이고 몸통부위는 날씬하며 어깨 ·등너

비는 넓으나 어깨가 처진 체형인 유형2가 가장 많으며,

노년 전기 남성은 왜소한 체형이나 몸무게에 비해 배가

나오고 팔 ·다리는 가늘며 어깨 ·등너비는 좁고 상반신

길이가 짧고 어깨가 처지지 않은 체형인 유형1이 가장

많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30~50세가 타깃인 의복을

시니어 남성이 착용하게 되면 맞음새가 부적합하기 때

문에 의복 패턴 설계 시, 시니어 남성의 체형의 특징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새로

운 소비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의복 구매비중이 높음에도 불

구하고 기존 의류 브랜드가 젊은 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

어 나이가 들면서 체형이 변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의복의 치수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 남성의 체형을 분석하여 그들에

게 의복에 대한 맞음새를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복을 생산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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